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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6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 2018 년 3 월 13 일 （ 화 ) 개 최 장 소 :이 와 사 키 학 원 (신 요 코 하 마 1 호 관 8 층 )】

1. 트렁크 솔루션 주식회사 대표 山下 知也 氏 (https://trunk-sol.co.jp/)
【주소】 카나가와 현 카와사키시 타 카츠 구 사카 3-2-1 KSP 서동 4 층 NEO S-6
【설립】 2016 년 8 월 【자본금】 9,000 천엔
【사업개요】 당사의 제품 "트렁크 솔루션"은 장착함으로써 자신의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자세나
보행을 개선, 나아가서는 신체 능력을 향상 할수있는 장착형장비. 적용으로는 병원과 간호
분야에서의 자세교정 보행개선 재활장비로, 건강한 노인분들과 정상인의 자세교정 · 건강증진의
신체훈련 장비로 판매중. 또한 오카야마 특구에서는 복지용구로 채용. 이사역으로 대학교 교수
2 명이 참여되였고, 그 강점을 살려 자세 측정 센서와 상품을 사용한 피트니스 사업 구상도 계획
중이다. 피트니스 사업에 관심이있는 기업을 탐색중.
【코멘트】 이 "트렁크 솔루션 '은 어느 정도 독보가 가능한 자가 대상이됩니다.체감을 고정하기
때문에 보행 훈련등과 병용하면 자신의 능력을 일깨워 자립 가능한 수준으로 보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요양간호자가 1 주 1 회 15 분의 재활을 반년간 실시한 결과, 독보가
가능하게되였고, 보행 속도도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합니다.그리고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보면 우선 코르셋은 복부 압박의 힘으로 고정시키길레 장기 사용하면 체감를 고정하기위한
복부근력이 저하함으로 오히려 보행이 힘들고, 또한 로봇 양복은 증상이 엄중한 환자가
대상이된다고합니다.

2．기류전자개발유한합동회사 대표 木暮 一也 氏 （http://www.krydk.co.jp/）
【주소】 군마현 기류시 히로쵸 2 쵸메 3330-1【설립】 2015 년 6 월 【자본금】 5,000 천엔
【사업개요】 전자기기 개발, 설계, 제조 판매함. 아웃소싱은 물론 인계통신기술도 개발.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한 농업용 IoT 개발, 판매함.앞으로 광감지를 기본 기술로 식물 생태 센서의
개발 및 그 제어장치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표로 내당 균형 측정기의 개발하여 생활습관개선용
건강기기로 확장하고 싶음.또한 본격적인 비침습혈당 측정기의 개발에도 착수하고 싶음.
【코멘트】 키구레 사장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측정할수있는 세계 최초의 비침습 혈당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일반적으로 혈당치를 측정할때 채혈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장치를 귀에 넣는 것만으로 측정할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수 있으면,생활습관의 개선에도 예방의료에도 공헌할수 있습니다.

3．주식회사 레존텟쿠 대표 関沢 康史 氏 (http://raisontech.jp/)
【주소】 사이타마현 구키시 사쿠라다 5초메 23-4 【설립】2017년 7월 【자본금】 3,630천엔
【사업개요】 전지유도 방식을 이용한 배터리없는 스타일러스 펜 센서 IC 및 전자펜의 특허기술
제품을 기술 라이센스로 팔려고 함. 전지유도 기술 노하우를 살려 비콘 단말에 적합한 무선 공전
제안수 있슴.향후의 비즈니스 전개로 판매중인 기술 라이센스, 및 제품 사용을 사업의 축으로하는
동시에 무선 공전 충전이 가능한 Bluetooth Low Energy 비콘 단말 및 그것을 이용한 스마트 폰
시스템 서비스의 제공을 함.
【코멘트】 평소 텍스트 기반으로 쓰는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의 스타일러스 펜은
"필기의 장점을 내세워 더 인간적인 감정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특히 글를
쓰는, 그림을 그리는 등 창조적인 작업에 가장 적합한 펜입니다. 향후는 한국,중국,대만,베트남등
아시아권으로 전개해 간다고 합니다.

4．주식회사 스튜디오르 대표 山地 瞭 氏 (http://studi-ol.co.jp/)
【주소】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녹원 4-3-1-7-810【설립】 2017 년 4 월
【자본금】 300천엔
【사업개요】 음악 스튜디오Web 예약 플랫폼 '스튜디오르' 의 운영을 함. 독특하고 복잡한 예약
관리 규칙으로 인해 Web 예약의 도입이 어려웠던 음악 스튜디오에 Web 예약을 즉시 도입 할
수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슴. 이로인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연습 장소를 쉽게 찾을수있뿐만
스튜디오의 빈방 절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향후 가맹 스튜디오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관련 사업에도 진출하여 음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코멘트】 당사의'스튜디오르'라는 플랫폼은 업계 최초 입니다. 야마지 사장은 취미로 악기를
연주하는 과중에서 이 플랫폼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현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 싶지만 실제로 연주할수 없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이 갭을 채우기
위해 "악기 연주의 민주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상평》
이번에도 여러 분야의 기업에서 발표 받았습니다. 어느 기업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할려고 하고 계시길레,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만약 앞으로 발표회에서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향후 활동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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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법인 벤처 지원기구 MINERVA
(주) TNP 파트너즈、(주) TNP 온더로드
담당 이쿠미

